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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안사일반개요

We are called to be BOLD

『비볼드』는지난10년간 ICT, SW, 콘텐츠, 방송, 건설&인프라분야

국제컨퍼런스, 상담회, 해외로드쇼등을기획-운영하고있습니다

법인명㈜비볼드커뮤니케이션즈

매 출 액 2017년(28억원)  2018년(32억원) 신용등급(B+)

주요연혁
2018. 06   요즈마코리아그룹과국내Start-up 해외진출및전문교육협력MOU

2018. 05    미국인디고고뉴욕지사클라우드펀딩컨설팅업무협력

2018. 05 대전지역문화콘텐츠기업미국,베트남해외마케팅진출지원

2018. 04  베트남Start-up 엑셀러레이터KIS-Startup, DREAMPLEX 협력MOU

2018. 04  베트남호치민지사설립 (지사장: 최규철, 호치민대기업법전공)

2017. 09  전세계27개국장차관이참석한글로벌인프라협력포럼운영

2016. 11  미국Berkly대창업지원센터와국내Startup 지원협력MOU

2015. 12   부산클라우드해외투자유치를위한해외마케팅지원

2015. 03  여성기업등록

2015. 10.  아시아최대모바일상담회Global Mobile Vision 기획운영

2014. 07  조달청우수기업수상

2012. 07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일자리창출우수기업수상

행사디자인
홈페이지개발
재무,회계
총무,인사

해외로드쇼
초청상담회
해외전문연수
ODA 초청연수

건설, 교통, 복지
환경, 교육분야
상담회, 컨퍼런스, 
세미나운영

ICT, 콘텐츠,방송
SW분야전문
국제컨퍼런스및
행사전문

조직도
(1실3팀, 호치민&LA지사, 총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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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안사인력의전문성

We are called to be BOLD

ICT컨설팅, 국제컨퍼런스, 국제의전, 전시이벤트연출등

10년이상 다양한분야에종사한전문인력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국제행사기획

해외진출전략국및
전략ITEM 컨설팅

숭실대학교통신설계MS
20년간기술분야상담회및
컨퍼런스100여회기획

정영웅기획이사

해외마케팅

해외진출마케팅전문

프랑스KEDGE BIZ 대
글로벌경영학석사
해외바이어발굴담당

델핀하프네매니져

국제의전전문가

해외국빈급VIP
의전및안내전문

美프레지노대경영학BS
글로벌특급호텔VIP 담당

남연송대표이사

전시이벤트연출

첨단기술융합
공연연출가

서일대산업디자인BS
VR,  AR, 미디어파사드, 미디
어아트활용연출전문

김정민팀장

해외인사초청

개도국인사비자발급
및항공예산전문가

美뉴욕BERGEN대학교
국제무역학과BS
항공발권전문가

문경주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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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글로벌네트워크

ICT, SW, 콘텐츠, Startup등분야별해외연사섭외및해외진출지원을위한Global Network

해외지사(사무소)

▷베트남호치민현지법인

▷미국LA 현지사무소

해외진출마케팅Networking

▶베트남Small-Medium Business Link

▶인도네시아우리컨설팅

▶말레이시아PDS

▶싱가포르KHI Global

▶중국FAR EAST INVESTMENT

Startup 협력Network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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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제안사주요실적

미국,영국,싱가포르,EU,베트남,태국,캄보디아,
앙골라,벨라루스등에서해외마케팅행사운영

11개국가 13프로젝트

지난10년간정부및공공기관주최국제컨퍼런
스,상담회등국제행사200여건이상기획운영

10년간 216프로젝트

정보통신, SW,방송콘텐츠,건설인프라,환경분
야해외바이어및정부관계자DB보유

65개국가 2,800여바이어

VR,키네틱,미디어파사드,반응형미디어아트등
첨단기술융합공연이벤트연출

+ 50회이상융합공연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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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제안사분야별주요실적

해외로드쇼
및마케팅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

해외연수및
인센티브투어

KOTRA 글로벌모바일비전
KOTRA  코리아서비스콘텐츠마켓

KOTRA 글로벌프로젝트플라자
KOTRA 그린허브코리아

국토부글로벌인프라협력포럼
기재부세계국영투자기구총회

KCA 인천다큐포트 글로벌피칭
KOCCA 해외진출전망세미나및상담회

KOTRA 아시아인프라스트럭처협력상담회

대전문화콘텐츠기업해외마케팅지원사업
K-Global 엑셀러레이터통합데모데이

한-EU GDPR 협력사업
K-ICT 중소방송사완성형콘텐츠해외전시회

글로벌데이터유통기반해외투자유치IR
아시아지역클라우드분야협력체게구축

KCON in LA 미래창조과학부DREAM ZONE
미얀마, 벨라루스, 카자흐스판K-ICT 로드쇼

해외한국어방송인대회&연수
국토부고위공무원및주한공관원초청연수
개도국정보통신방송전문가초청연수
개도국방송전문가초청연수
정보보호시장연계형초청연수
스마트그리드해외진출지원사업
TOPICT 초청연수
주한외국인유네스코문화유산탐방프로그램

IITP Tech & Future Insight
콘텐츠미래인재컨퍼런스
글로벌SW교육포럼
대한민국메이커페스티벌
4차산업혁명국제컨퍼런스
글로벌산업혁신컨퍼런스
글로벌UHD 컨퍼런스
국제로타리서울대회
창의인재및우수크리에이터양성연간사업
NIPA 클라우드인식개선연간사업
공유저작물인식제고연간사업
오픈소스SW  라이선즈인식제고연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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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BOLD’s 
Event Solutions

Delegate Acquisition & Participants Boosting
『비볼드』는분야별Real Targeting DB를보유하고있습니다.

글로벌BUYER 및분야별전문가초청

저희는선행프로젝트를통해습득된유력바이어및 VC명단을
보유하고있으,며,  ICT, 방송, 콘텐츠분야전문입니다.

• 親한 Start-up  VC 및엑셀러레이터

• 방송콘텐츠유통 Global Decision Maker 

• 다큐공동제작-유통Global Decision Maker 

• 글로벌한인방송국관계자및언론인

• 글로벌모바일콘텐츠분야Buyer

• 한류MD, 공연,  체인점, 출판등지식서비스분야Buyer

• 애니, 모바일게임, 캐릭터, 콘텐츠분야Buyer

• 건설,교통인프라정책책임자및Project Owner

• 개도국ICT 전문가및정책관계자

행사홍보& 집객

포럼집객을위한분야별관계자DB와유관기관Network를보유
하고있을뿐만아니라, 포럼주제와내용전달을위한 Insight
Contents 제작에강합니다.

• 분야별홍보DB : SW, ICT, 융합기술, 4차산업혁명, 디지털콘
텐츠, 방송, 해외진출, 건설&교통인프라, 메이커, 전국초중고
학교및과학담당교사, 사회공헌분야기업및기관등

• 제공서비스

(홍보컨텐츠) 홈페이지및등록메일제작,SNS 콘텐츠

(집객업무)유관기관협업홍보,등록메일발송,

(언론홍보) 보도자료작성및배포,주요기자단R.S.V.P

블로그홍보,기획기사및기고문, 방송홍보



be BOLD’s 
Event Solutions

SHOW & EXPERIENCE Program
CT기술을활용한공연및미디어아트&설치미술등을결합한
융〮복합전시연출경험이풍부합니다.

데이드림(Day Dream)
AR, AI사운드 등 화려한 연출을
겸비한 춤, 공연에 미디어아트, 설치
미술, 분자요리를 결합한 융복합 실험

미지의길
거울과 레이저 및 스모그 활용하여, 
깊은 동굴 속 크랙 사이로 빛이 감도는
컨셉으로 무대와 인접하여 생동감 있는
구성과 블랜딩 서프라이즈로 구성 레이저맵핑퍼포먼스

프로젝션 맵핑과 레이저를 결합한 콘텐츠
건축과 영상, 음악이 만나어떻게 미래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지의 초점으로 진행한 R&D프로젝트
건물 외벽형형색색의 레이저가형성하는 리드미컬하고 자유
로운형상은사운드와결합해, 야회에특화된공연콘텐츠

로봇드로잉퍼포먼스
산업용 로봇 팔(KUKA) 3대와 디스플레
이를 각각 연동하여 창작자, 예술가의
역할을 부여한 로봇 드로잉 시연



Project
Reference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문화콘텐츠분야 주요사업소개

2017년12월 홍릉인재캠퍼스에서개최된『2017창의인재양성사업성과발표회』는딱딱하고정
형적인행사에서벗어나다양한공연과아크릴및목공등의차별화된소재를활용한전시체험관등으로조
성하여,참가자간자연스런Networking과전시체험을유도하였습니다.

• 주요행사:성과발표회,피칭,쇼케이스공연,토크콘서트,27개아이템전시체험관조성

2017년9월홍릉에새롭게완공된 『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시연장개관식』행사는
한정된공간에서개막식,이벤트,공연,전시가합쳐진복합행사를실행하기위해치밀한분석과연출로
홍릉시연장의성공적인개관식행사를진행하였습니다.

• 주요행사:개막식,제막식이벤트,체험형융복합공연,레이저맵핑퍼포먼스,네트워킹파티

『창의인재및우수크리에이터육성연간사업』2017년5월부터발대식,스킬업강연6회,
콘텐츠분야별유명인사와함께강연과토크쇼를진행한콘텐츠인사이트등다양한사업을진행하였습니다.

• 주요행사:K-POP한류스타공연,토크콘서트,강연,네트워킹파티



KOTRA 국제 비즈니스 상담회

• 국내 최대 지식서비스 & 융합콘텐츠 분야
상담회로서2013~2016년연속수행

• 매년 관련분야 바이어 150여명, 국내기업
500여개사가참여

• 아시아최대모바일분야비즈니스상담회
• 매년모바일콘텐츠,디바이스,서비스,액서사리

분야 초청 해외 바이어 500여명 / 국내기업
1200여개사참여

• 세계최대인프라개발은행은AIIB수출상담회
• 건설,항만,철도공항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추진계획중인AIIB 회원국 초청
바이어60여명국내기업400여명참석

• 수처리,친환경에너지,대기질관리등환경분야
국내최대행사로서매년송도컨벤시아개최

• 해당분야 바이어 300여명과 국내기업
2000명참석

코리아 지식서비스&콘텐츠마켓 글로벌 모바일 비전

AIIB 프로젝트 플라자 그린허브코리아

비볼드는대형 초청상담회운영경험이풍부합니다.

(지원업무) 바이어발굴및초청업무 • 온라인상담주선사이트
구축• 1:1상담매칭관리•다국어통역요원선발및관리등

Project
Reference



국제 컨퍼런스 기획 및 운영

일시/장소: 2016. 5.26~6.1.  / 고양KINTEX 
(특징)전세계45개국800여명의젊은이가

함께한국제컨퍼런스&자원봉사워크숍

일시/장소: 2016.9.6.  / 더K호텔거문고홀
참가자: SW업계600여명
(특징)대형LED무대,  반응형미디어퍼포먼스

Software Concert 2016

국제로타리Young Leaders Summit 2016

일시/장소:2014.10.20.(월)~21.(화) /BEXCO
(특징)ITU전권회의참가자및ICT관계자등800여명

2017.6 .8(목)~9(금)/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
(특징)국내기업관계자및분야별전문가1,000여명

국제컨퍼런스와,시상식,전시장구성

2017글로벌산업혁신컨퍼런스(GIIC)

5G Global Summit

비볼드는첨단기술분야국내외전문가섭외에강합니다.

(지원업무) 포럼주제및연사발굴• 국내외연사초청관리 •홍보
&집객• 행사장환경조성및운영관리

Project
Reference



NIPA, KCA, RAPA

K-ICT & 콘텐츠해외진출지원

2015년6월 미국LA컨벤션센터에서개최된세계최대한류행사K-CON 『미래부K-ICT드림관』
홍보관설치운영및현장이벤트개최

• 주요행사:스마트콘텐츠체험관콘텐츠구성및구축,국내참가자운송지원,K-POP댄스현장이벤트진행등

2016년11월싱가폴ATF2016 『K-ICT중소방송사해외진출지원및홍보관운영』
홍보관설치운영및방송-제작-유통관련해외DecisionMaker섭외및현장마케팅지원

• 주요행사:국내기업운송지원,홍보관구축및운영,해외바이어발글및Networking Party초청

비볼드는 ICT & 콘텐츠해외진출마케팅에강합니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앙골라, 벨라루스등 7개국에서
ICT&방송&콘텐츠분야홍보관및현지마케팅지원

Project
Reference



Project
Reference

국토부,문광부,산자부,미래부

개도국전문가및주한외국인
초청연수(체험)프로그램운영

비볼드는 미래부-국토부-산자부-문광부등정부부처

초청연수프로그램을국내에서가장많이운영하였습니다.

• ODA 수원국65개국가비자발급및초청프로세스진행전문

• 미래부개도국정보통신및방송전문가초청연수

• 국토부건설교통부분고위급초청연수

• 산자부수출연계스마트그리드초청연수

• 문광부주한외국인유네스코문화유산초청방문프로그램

• 과기부해외한국어방송인임직원초청연수프로그램



㈜비볼드커뮤니케이션즈 (舊)드림이노플래너스
서울종로구창경궁로112-15 SR빌딩4F
ⓣ 02-2276-0811ⓔ ceo@bebold.krⓜ정영웅이사010-5473-0812

We are called to be B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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